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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

한다. 최근 DRM 시스템에서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기술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소유의 디바이스들은 family domain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family domain 리기법

들은 지정된 디바이스 외의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가 실행될 수 있거나 는 도메인에 지정된 최  

디바이스 개수에 도메인 리 키가 향을 받게 되어 키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family domain에 재 포함된 디바이스들의 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지정된 디바

이스  하나가 교체되어도 새로 지정된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서만 콘텐츠가 안 하게 실

행될 수 있으며 지정된 디바이스의 최  개수와 독립 으로 도메인 리 키는 실제 사용하는 디바이

스에 따라 동 으로 생성될 수 있는 family domain 리 기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많은 편리

함을 가져 왔지만 거의 완벽한 복제 가능의 특징과 

온라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하여 콘텐츠 작자들에

게 많은 피해가 돌아갔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의 불

법 유통을 막는 DRM 시스템이 등장하 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DRM이 용된 콘텐츠를 이용하

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불편이 따르게 되어 콘텐

츠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 다.

   사용자들은 지불한 콘텐츠에 해서 오 라인 환

경에서와 같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최 한의 권리를 

갖고자 한다. 권리의 유형  한 가지는 자신이 소

유하고 있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구매한 콘텐츠를 실

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DRM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권리를 기술 으로 지원하는 내용

“본 논문은 2006년도 경기도 차세 성장동력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제시한 FD(Family 

Domain) 개념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소유하고 있

는 여러 디바이스를 FD로 정의하고 FD에 포함된 

디바이스들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효율 으

로 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FD에 속한 디바이스에서만 콘텐츠 실행이 가

능하며 소속 디바이스가 변경되더라도 FD에서 제거

된 디바이스에서는 콘텐츠가 실행될 수 없음을 보인다. 

한 도메인 리를 해 필요한 도메인 키가 기존 

연구와는 달리 도메인에 포함될 디바이스 최  개수

와는 독립 으로 생성된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FD 리 

기법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평가에 한 내용

을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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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Fair use 개념과 기존 연구에 해 언 한다. , 

디바이스 식별자의 종류를 기술한다. 

2.1 fair use

   Fair use는 콘텐츠를 구매한 구매자들의 콘텐츠 

이용 권리를 지켜주기 해 미국 작권법에서 사용

되는 용어이다. 이 작권법의 내용에 의하면 연구

나 교육과 같은 목 으로 콘텐츠를 복제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콘텐츠를 재 매

하고 개인 인 용도로 백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다

른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선물하거나 연구나 교육의 

목 으로 콘텐츠를 공유 경우는 fair use에 해당되며 

작권법에 배되지 않는다[4].  

2.2 기존 연구에서의 도메인 리 

   [1]에서는 fair use 유형  하나인 한 명의 구매

자가 소유한 여러 의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지원

하기 해 FD(Family Domain)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 디바이스가 FD에 속해 있다는 것을 DRM 인

증서를 통해 인증하고 인증서에 응하는 공개 키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암호화 한다. FD에 속해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동일한 비 키/공개키 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도메인 리 기법에서는 비 키/공개

키 이 노출되면 FD에 속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도 콘텐츠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2]에서는 홈네트워크에서의 보안 구조를 제안한

다. 홈네트워크에 속한 디바이스들을 AD(Authorized 

Domain)로 정의하고 AD 리를 하여 마스터 디

바이스 키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것은 AD에 포함되

는 디바이스들에게 하나씩 할당되는 키로써 AD에 

포함될 상 디바이스 개수 만큼의 키를 갖는다.  

그러므로 항상 AD에 포함될 최  디바이스 개수만

큼의 키가 요구된다. 그 이상이 되면 AD를 다시 설

정해 주어야 한다. , 마스터 디바이스 키 리스트가 

노출되면 허가되지 않은 디바이스도 콘텐츠를 실행

시킬 수가 있다. 

2.3 디바이스 식별자

   모바일 기기나 데스크탑 등 거의 모든 디바이스

들은 그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가

질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디바이스 사용자와 디바이스

를 식별할 수 있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icaiton)나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번호를 제공한다[3]. 

SN(Serial Number)은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한 변경

되지 않기 때문에 IMEI 번호로써 사용될 수 있다. 

SN은 주로 콘텐츠를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하도

록 규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 MN(Model Number)

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에 설치된 소 트웨어의 버

을 식별할 때 사용된다[1].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값은 모바일 기기  데스크 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웍 카드의 48비트 하드웨어 주

소를 말하며 모든 네트워크 카드가 유일한 값을 갖

는다. 그러므로 네트워크가 가능한 모든 기기는 이 

주소로써 식별가능하다. 

3. 본론 

   본 논문에서는 된 디바이스 식별자를 이용하

여 FD에서 콘텐츠가 안 하게 실행될 수 있는 도메

인 리 기법을 제안한다. 디바이스 식별자로는 가

장 범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MAC address를 사

용한다. 먼  도메인 리 기법에서 제시되는 몇 가

지 개념을 정의한다. 

3.1 개념 정의

   FD 리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한다. 

   정의 1. Family Domain Manager(FDM) 

FD 생성  리를 주 하는 주체이다. 라이센스 

서버와 상호작용하며 FD 등록 요청  디바이스 추

가  삭제로 인한 도메인 키 갱신 요청 그리고 도

메인 키 갱신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정의 2. 된 디바이스 식별자 

튜  {DI1 + DI2 + .... + DIi}로 정의되며 FD에 포함

된 디바이스 식별자들을 차례로 시킨 것이다

   정의 3. 도메인 키  

FD에 포함된 디바이스임을 인증하는 키로써 FD에 

포함된 디바이스의 식별자들을 시켜 생성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은 FD에 포함된 디바이스 

개수이다. 

        DK[ { DID1 + DID2 +...+ DIDn } ]

   정의 3. 도메인 라이센스 

FD에 포함되는 디바이스들에게 주어지는 라이센스

로써 튜  DL< ODK, NDK, N, P, U, K >로써 정

의한다. ODK는 구 도메인 키를 나타내며 NDK는 

새로운 도메인 키를 나타낸다. N은 도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디바이스 개수이며 P는 사용자 식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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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는 콘텐츠 사용규칙이며 K는 콘텐츠 암호화 키이

다. DL에 DK가 하나밖에 없다면 기 FD 생성 시 

FDM에게 발 된 DL임을 의미한다.   

3.2 Family Domain의 등록

   FD를 생성하기 해서는 FD 등록 과정이 요구

된다. FD에 속한 디바이스들은 모두 디바이스 인증

을 한 인증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한 FD에 

속하는 디바이스 개수는 작은 수로 정해진다. 

   등록 과정은 FD의 리자로써 역할을 할 디바이

스 즉 FDM과 라이센스 서버간에 이루어지며 다음

과 같은 차를 갖는다. LS는 라이센스 서버를 나타

낸다. 

(1) LS-->FDM : CertLS

(2) FDM-->LS : CertFDM, Req(DL), NumOfDevice,

                 ELS_PUB[ DK{ DID1 } ]

(3) LS-->FDM : DL< EFDM_PUB[ DK{ DID1 } ], N, P, 

                       U, EDID1[CEK] >

   (1)번과 (2)번 과정은 라이센스 서버와 FDM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간의 인증과정이다. 라이센스 서

버는 FDM에게 자신의 인증서를 보낸다. FDM은 자

신의 인증서와 함께 도메인 키에 해당하는 자신의 

디바이스 식별자 DID1과 도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수 그리고 도메인 라이센스 발 요청

을 보낸다. 인증과정이 끝나면 라이센스 서버는 도

메인 라이센스를 FDM에게 보낸다.  

3.3 구성원 등록  라이센스 발  

   FD로 등록된 후 새로운 디바이스가 FD의 구성

원이 되려면 구성원 등록이 필요하다. 구성원 등록 

과정 차는 다음과 같다. D2는 새로운 디바이스이다. 

(1) FDM-->D2 : CertFDM

(2) D2-->FDM : CertD2, EFDM_PUB[DID2]

(3) FDM-->D2 : ED2_PUB[DK{DID1 + DID2}]

(4) FDM-->LS : ODK, NDK, Req(DL1, DL2)

(5) LS-->FDM, D2 : DL1 , DL2 

   FDM과 새로운 디바이스인 D2는 서로 인증서를 

교환함으로써 디바이스 인증을 수행한다. D2는 자신

의 디바이스 식별자인 DID2를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기 하여 FDM에게 보낸다. FDM은 DID1과 

DID2를 시켜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여 D2

에게 보낸다. 도메인 키가 바 었다는 것을 라이센

스 서버에 알리기 하여 이  도메인 키와 새로운 

도메인 키를 라이센스 서버에 보낸다. 그리고 새로

운 FDM과 D2의 도메인 라이센스를 요청한다. 라이

센스 서버는 도메인 키와 각각의 디바이스 식별자로 

암호화된 콘텐츠 암복호화 키를 포함하는 새로운 도

메인 라이센스를 FDM과 D2에게 보낸다. 그림 1은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1) 디바이스 등록 과정 

 

3.4 구성원 제거 

   FD로부터 디바이스가 제거되는 과정은 첫째, 제

거되는 디바이스가 도메인 키와 자신의 디바이스 식

별자를 FDM에 알린다. 둘째, FDM이 제거된 디바

이스의 식별자가 제외된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

고 라이센스 서버에 이를 알린다. 셋째, 새로운 도메

인 키가 반 된 새로운 라이센스들을 도메인의 디바

이스들에게 발 한다.

   

   와 같은 과정으로 FD에 포함된 디바이스들이 

리되며 디바이스에서 콘텐츠의 실행은 다음과 같

은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도메인 인증과정과 

둘째, 키 복호화 과정이다. 

   도메인 인증은 라이센스에 포함된 도메인 키와 

디바이스에 장된 도메인 키의 비교 후에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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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자신의 디바이스 식별자의 포함 계를 악함

으로써 수행된다. 그림 1에 의하면 디바이스 등록 

과정으로부터 도메인 키가 디바이스와 라이센스에 

각각 장됨을 알 수 있다. 두 도메인 키가 일치한

다면 디바이스를 도메인의 구성원으로써 인증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메인의 구성원으로써 간주하지 

않는다. 디바이스가 도메인 구성원으로 간주되면 도

메인 키가 불법 복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하여 도메인 키에 디바이스 식별자가 포함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포함되었다면 도메인 인증과정이 끝

난다. 도메인 인증이 끝나면 디바이스 식별자로 암

호화 되어 있는 콘텐츠 암복호화 키를 복호화 한다. 

   에 기술한 도메인 리  콘텐츠 실행 과정에

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① 도메인 키는 FD에 포함된 디바이스들의 식별

자들을 하는 것만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FD에 포함될 디바이스의 수에 독립 이다. 

   ② FD에서 디바이스들이 추가되고 제거될 때마

다 도메인 키가 변경된다. 이로 인해 도메인으로부

터 제외된 디바이스가 기존의 도메인 키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속 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콘텐츠 암복호화 키를 디바이스 식별자로 암

호화 함으로써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디바이스가 도

메인 키를 불법 복제하여 도메인 구성원으로 인증되

더라도 콘텐츠 암복호화 키를 복호화 할 수 없으므

로 콘텐츠 실행이 불가능하다. 

4. 평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FD 리기법은 [1]과 [2]에 

나타난 기존 도메인 리 기법과 표 1의 나타난 항

목들에 해 비교하 다. 

제안기법 Family
Domain

Authorize
d Domain

Key 리 Hybrid Public/Priv
ate Key 

Hybrid

오  라인 지원 온라인 제 온라인 제 지원

도메인키 유동 불변 불변

<표 1> 제안기법과 기존 연구와의 비교

  

   콘텐츠 암호화 키 리, 도메인 리를 해 제안 

기법과 Authorized Domain 기법에서는 칭키와 비

칭키 기법을 사용하여 리 속도를 향상 시켰다. 

AD 기법은 오  라인에서도 도메인 리가 가능하

다는 장 을 갖는다. 제안 기법에서는 도메인 키가 

유동 이지만 나머지 두 기법에서는 도메인 키가 도

메인 소멸시까지 불변하여 노출되면 허가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도 콘텐츠가 실행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FD에서 콘텐츠가 안 하게 실행 

 리될 수 있도록 하는 도메인 리 기법을 제안

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디바이스들이 도메인에 

포함되었음을 도메인 키로 인증한다. 도메인 키는 

디바이스들의 식별자를 하여 생성된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 도메인 

키에 추가된 디바이스의 식별자가 연결되고 도메인

에서 제거된 디바이스의 식별자가 삭제된다. 도메인 

키를 통한 도메인 인증이 끝나면 자신의 디바이스 

식별자를 이용하여 콘텐츠 암호화 키를 복호화 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비를 한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 식별자 을 이용한 도메

인 키 리를 통해 도메인으로부터 제외된 디바이스

가 기존의 도메인 키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속 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도메인에 재 포함된 디

바이스들의 식별자들만을 이용하여 도메인 키를 생

성함으로써 향후 포함될 디바이스를 한 추가 인 

정보를 리할 필요가 없다. 한, 도메인 인증 후 

콘텐츠 암호화 키를 해당 디바이스의 식별자로 복호

화 함으로써 도메인 키와 라이센스 그리고 암호화 

된 콘텐츠가 불법 으로 배포되어도 허가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좀 더 다양한 Fair Use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센스 리  권리 표  언어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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